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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일도 소안도

테마/체험  가고싶은 섬  생일도

해가 떠오르는 새로운 섬 ‘햇섬 생일도’

“그 섬에 가서 새로운 나를 만나다”

국내 유일하게 ‘생일＇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어 여객선에서 내리면 대형 생일 케이크 조형물이 섬 방문객을

반긴다.

생일도는 날마다 생일이다. 용출-금곡 해안길은 보리수, 후박, 동백 군란지가 절경을 이루고, 섬 전체가 상록수

림으로 가득 차 있다.

생일도의 주요 관광지

포근한 해수욕장, 문화재로 지정된 상서로운 학이 머문다는 ‘학서암＇등 발길 닿는 곳마다 한 폭의 수채화를 연

상케 한다.

또한 과거 제주도에서 말을 보낼때 말의 기력회복을 위해 잠깐 쉬었다 가는 말을 지키는 ‘마방 할머니’를 당신으

생일도생일도

완도관광문화(http://tour.wando.go.kr)

/tour/theme
/tour/theme/wish_island
/tour/theme/wish_island/saengil-do
/tour/theme/wish_island/saengil-do
/tour/theme/wish_island/soahn-do


또한 과거 제주도에서 말을 보낼때 말의 기력회복을 위해 잠깐 쉬었다 가는 말을 지키는 ‘마방 할머니’를 당신으

로 모시는 당제를 비롯해서 서성마을 풍어제, 금곡마을 당산제, 용출마을 용황제 등 섬의 고유한 전통문화가 잘

보존됐다.

학서암

금일 일원에 큰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재앙을 막기 위하여

절을 지었는데, 산의 모양이 학의 형태로 생겨서 학서암이

라 칭하였다고 한다.

상세정보 보기 +

금곡 해수욕장

생일도의 진산인 백운산의 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조개껍데

기가 부서져 쌓인곳으로 백사장을 거닐면 스펀지 위를 걷는

느낌이 들 정도로 포근하다.

상세정보 보기 +

백운산

산이 높고 바다 경치가 수려해 등산코스로도 좋다. 정상에

서면 맑은 날엔 남쪽 멀리 제주도까지 바라보일 만큼 조망

이 뛰어나다.

상세정보 보기 +

금곡 해수욕장은 최근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처녀욕장으로 면소재지인 유촌리와 해수욕장간 도로가 개통

됨으로써 빛을 보기 시작했다.

생일도의 진산인 백운산의 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조개껍데기가 부서져 쌓인곳으로 백사장을 거닐면 스펀지 위

를 걷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포근하다. 폭 100m 길이 1.2km로 주변에 후박과 잣밤, 동백나무등 상록수림이 울

창하고 야생염소들이 바닷가를 노니는 진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. 피서객이 원활 경우 마을에서 야생염소 구입

도 가능하다. 최근에 개발을 시작해 편의 시설은 다소 부족하나 조용하고 깨끗해 가족단위 피서지로 적합하다.

완도관광문화(http://tour.wando.go.kr)

/tour/attraction/heritage?mode=view&idx=4587
/tour/attraction/beach?mode=view&idx=4503
/tour/attraction/track?mode=view&idx=4588


생일도 가는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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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www/welfare/traffic_report/ship_info#dang_sea
/www/welfare/traffic_report/ship_info#duk_woo
/www/welfare/traffic_report/ship_info#duk_wo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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